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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두부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영양상태 회복
패턴: 악성 및 비악성 질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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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alnutrition affects the clinical outcomes of pancreatic disease. On the other hand, the changes in the
nutritional status stratified by malignant and non-malignant diseases after surgery still need to be determined. The aim
was to confirm the changing nutritional status and clinical outcomes after a pancreatoduodenectomy according to
malignant and non-malignant disease.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collected prospectively from 157 patients between 2009 and 2015. The nutritional
status was classified as well-nourished, at-risk of malnutrition, and malnourished by a Mini Nutrition Assessment. The
clinical outcomes were assessed using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 hospital stay, biochemical nutritional markers,
and quality-of-life (QOL).
Results: Preoperatively, the proportion of malnourished status in the malignant disease group (group B) were 66.7%
and 33.3% in the non-malignancy group (group A). The malnutrition rate in group B was higher than that in group A
at 3, 6, and 12 months after surgery (58.1% vs. 41.9%, 90.0% vs. 10.0, 77.8% vs. 22.2%, respectively). The preoperative
QOL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B than in group A (P<.001); however, the QOL was comparabl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surgery. The body mass index was unrecovered after surgery in all groups.
Conclusion: Patients with malignant pancreatic disease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a poor nutritional status than those
with non-malignant pancreatic disease. One year after the pancreatoduodenctomy, the at-risk of malnutrition and
malnourished rate were found to be over 70% in all patients. Therefore, more effort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us in pancreatic head disease. (Surg Metab Nutr 2018;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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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췌장암의 경우, 진단과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진단 환자 중 약 15∼20%만이

췌장 두부에 발생하는 질환의 표준 치료로 췌십이지장절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다.[2] 한편, 췌십이지장절제술의 약 25∼

술(pancreatoduodenectomy)이 시행되고 있다.[1] 췌장 두부

30% 가량은 만성 췌장염(chronic pancreatitis), 췌장관내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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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점액 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neoplasm, IPMN),

등이 발생한 경우는 관련 증상이 모두 호전된 이후에 평가하였다.

가성 유두상 종양(solid pseudopapillary neoplasm), 신경 내

고식적 수술(palliative operation), 수술 전 항암방사선치료

분비 종양(neuroendocrine neoplasm)과 같은 양성이나 저악

가 시행된 경우(neoadjuvant chemo-radiologic therapy), 전

성도 췌장 두부 질환에서 시행되고 있다.[3]

이나 재발, 동반 질환(comorbidity) 중 위절제술(gastrectomy),

췌십이지장절제술은 수술기법과 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 후

장절제술(colectomy) 등의 영양상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사망률은 감소되었으나, 질환의 주변 장기 침범 특성 및 수술의

수 있는 과거 복부 수술 환자, American Society of Anesthe-

복잡성 등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1,4] 이

siologists (ASA) grade 3 이상인 자는 제외하였다. 췌장 두부

와 더불어,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합병

악성 종양의 경우 췌관선암(ductal adenocarcinoma), 악성 췌

증 발생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장관내유두상 점액종양(intraductal papillary mucinous car-

특히, 수술 전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췌십이지장절제술의 심

cinoma), 악성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carcino-

각한 합병증인 췌공장문합부 누출의 발생률이 높다.[8-10] 선

ma), 악성 가성 유두상 종양(solid pseudopapillary carcino-

행 연구에 따르면, 영양상태가 좋을수록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ma)를 포함하며,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이 감소되고, 삶의 질과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AJCC)의 병기 분류법 제 7판을 이용하여 악성 종양 종류에

서,[11-13] 영양상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른 병기를 분류하였다.[18]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발생한 합

또한, 췌십이지장절제술은 수술 후 장기간 만성적인 흡수 장

병증은 Clavien-Dindo Classification 을 이용하여 합병증의

애와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8,14-17] 췌장절제술을 받은

중증도를 평가하였고,[19]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grade

환자에서 흔히 췌장 외분비 기능 부전(exocrine pancreatic

1 합병증은 제외하였다.

insufficiency)이 발생하는데, 췌장 외분비 기능 부전은 복통이

대상자의 영양상태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과 함께 식욕부진과 악액질(cachexia)

및 간이영양상태평가지(Mini Nutrition Assessment; MNA)를

로 인해 생기는 체중감소를 악화시킨다.[8,15-17]

이용하여 평가하였다.[20,21] MNA평가는 총 28점 만점에 2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개 췌십이지장절제술 시행 후 단기

점 이상은 영양상태양호군(Well-nourished), 15점 이상 21점

간 영양상태와 임상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11-13] 췌

이하는 영양불량위험군(At-risk of malnutrition), 15점 미만은

장 두부 악성질환뿐만 아니라 비악성(non-malignancy)질환자

영양불량군(Malnourished)으로 분류하였다.[21] 영양상태를

의 수술 후 장기적인 임상적 결과와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연구

반영하는 생화학적 검사(biochemical nutritional marker)로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췌장 두부에 발생하는 악성

혈청 트랜스페린(transferrin), 프리알부민(prealbumin), 알부

및 비악성(non-malignancy)질환자의 수술 전 영양상태를 평

민(albumin), 총 단백질(total protein) 정도를 조사하였다.

가하고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이들의 장기간 영양상태 변화 패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췌장암 환자에게 적용하여 타당성을

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췌장 두부 악성 및 비악성

인정받은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non-malignancy)질환자의 영양상태 변화 패턴을 예측하고

of Cancer (EORTC) QLQ-C30 질문지 중 전반적 건강 상태와

이에 따른 전략적 영양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문항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22] 삶의 질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고 EORTC QLQ-C30 점수

대상 및 방법

산정 방식에 따라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 (IBM,

2009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췌장

Armonk, NY)를 사용하였다. 정규분포를 갖는 변수들에 대해

두부 악성 및 비악성(non-malignancy)질환으로 근치적 췌십

student’s t-test와 ANOVA를, 비 정규 분포를 갖는 변수에 대

이지장절제술을 받은 15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해 Mann-Whitney test 와 Kruskal-Wallis test를 통해 유의성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

을 검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

심의위원회(IRB No. 0801-030-232)의 승인을 거쳐 모든 환자

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로부터 연구 동의를 얻고 수술 전, 수술 후 3, 6, 12개월째에
시행되었다. 수술 전 자료수집은 수술 직전에 평가되었고 급성
췌장염(acute pancreatitis), 황달(jaundice), 담관염(cholang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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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은 51.0%, 비악성(non-malignancy) 질환은 49.0%를 보
였다(Table 1). 수술적 절제는133예(84.7%)에서 유문보존췌십

수술 전 MNA를 이용한 영양상태 평가 결과, 전체 대상자

이지장절제술(Pylorus preserving pancreaticoduodenectomy;

중 영양상태양호(Well-nourished)군이 20.4%의 분포를 보였

PPPD), 24예(15.3%)에서 췌십이지장절제술(Pancreatoduode-

고, 영양불량위험(At-risk of malnutrition)군이 64.3%, 영양불

nectomy; PD)이 시행되었고, 전체 대상자 중 40예(25.5%)에

량군(Malnourished)은 15.3%로 확인되었다. 췌장 두부의 악성

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

Table 1.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eoperative nutritional status
Variables
Age (years)
Sex
Male/Female
Comorbidity: One or more
Previous Diabetes mellitus
Operation
PD*
PPPD†
Diagnosis
Benign
Malignancy
Stage I
Stage II
Stage III
Postoperative complication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Body mass index (kg/m2)
Preoperative Quality of life
*PD = Pancreatoduodenectomy;

Overall
n=157

Well-nourished
n=32 (20.4%)

At risk
n=101 (64.3%)

Malnourished
n=24 (15.3%)

60.4±11.9

58.3±13.1

60.5±10.6

62.5±15.5

80/74
94 (59.9%)
44928.0%)

14/6
16 (17.0%)
5 (15.6%)

47/45
63 (67.0%)
32 (31.7%)

19/23
15 (16.0%)
7 (29.2%)

24 (15.3%)
133 (84.7%)

6 (18.8%)
26 (81.3%)

14 (13.9%)
87 (86.1%)

4 (16.7%)
20 (83.3%)

77 (49.0%)
80 (51.0%)
8 (10.0%)
69 (86.3%)
3 (3.8%)
40 (25.5%)
15.3±5.9
23.4±3.1
57.9±25.6

21 (65.6%)
11 (34.4%)
4 (36.4%)
7 (63.6%)
0 (0.0%)
4 (12.5%)
15.1±5.6
26.1±2.9
72.6±14.1

48 (47.5%)
53 (52.5%)
3 (5.7%)
48 (90.6%)
2 (3.8%)
28 (27.7%)
15.4±6.3
23.1±2.7
59.8±24.9

8 (33.3%)
16 (66.7%)
1 (6.5%)
14 (87.5%)
1 (6.3%)
8 (33.3%)
15.0±5.2
21.0±2.7
30.1±19.3

P-valve
0.433
0.183
0.442
0.210
0.783

0.050

0.143
0.952
＜0.001
＜0.001

†

PPPD = Pylorus 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Table 2.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alignancy and non-malignancy
Pathology
Variables

Group A
Non-malignancy (n=77)

Age (years)
Sex
Male/Female
Comorbidity: One or more
Previous Diabetes mellitus
Operation
PD*
PPPD†
Postoperative complication
Clavien-dindo classification
Grade II
Grade ≥III
Length of hospital stay
Body mass index (kg/m2)
Preoperative Quality of life
Preoperative nutritional status
Well-nourished
At risk
Malnourished
*PD = Pancreatoduodenectomy;

†

Group B
Malignancy (n=80)

57.9±13.3

62.8±10.0

47/30
43 (55.8%)
11 (14.3%)

39/41
51 (63.7%)
33 (41.3%)

5 (6.5%)
72 (93.5%)
15 (19.5%)

19 (23.8%)
61 (76.3%)
25 (31.3%)

10 (66.7%)
5 (33.3%)
15.1±6.1
23.6±3.2
66.0±21.3

14 (56.0%)
11 (44.0%)
15.4±5.9
23.2±3.1
50.2±27.2

21 (27.3%)
48 (62.3%)
8 (10.4%)

11 (13.8%)
53 (66.3%)
16 (20.0%)

PPPD = Pylorus preserving pancreatoduodenectomy.

P-value
0.010
0.122
0.312
＜0.001
0.003

0.091
0.505

0.737
0.431
＜0.0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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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두부 악성질환군과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으
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악성질환군에서 고령(62.8±10.0 vs

수술 전과 비교해 수술 후 12개월째에 약 20% 가량 증가하였
다(Fig. 1).

57.9±13.9, P=.010)의 특성을 보였고, 수술 전 영양불량군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의 영양불량(Malnourished)

(66.7% vs 33.3%, P=.050)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

유병률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과 비교해 수술 후 12개

하였다. 합병증 발생률은 악성질환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나

월째에 약 11% 가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악성(non-

(31.3% vs 19.5%, P=.09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malignancy)질환군의 영양상태양호(Well-nourished)군의 비

며, 재원 기간(P=.737) 역시 군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율 역시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2개월째에 약 20% 가량 감소

(Table 2).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영양불량위험(At-risk of malnutrition)

수술 전 삶의 질은 악성질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 수술
이후에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양상태 변화 패턴을 확인한 결과, 악
성질환군에서 수술 이후 모든 기간 동안 영양불량(Malnou-

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Fig. 1).
BMI의 경우 시기 별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
후 3개월째에 가장 낮았고, 수술 후 12개월째에도 수술 전 상
태로 회복되지 않았다(Fig. 2).

rished) 유병률이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에 비해 높

생화학적 검사결과에서 혈청 트랜스페린 수치는 모든 기간

은 경향을 보였다(58.1% vs 41.9% [3개월], 90.0% vs 10.0 [6

에 걸쳐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청 프리알부민 수치

개월], 77.8% vs 22.2% [12개월]).

는 수술 전부터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악성질환군에서 유의하게

또한 악성질환군에서 영양불량(Malnourished)의 유병률은

Fig. 1. Proportion of nutritional status according to time.

낮았으나 수술 후 6개월부터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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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hanges in body mass index according to time, (B) chang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ime, (C) changes in transferrin according to
time, (D) changes in prealbumin according to time, (E) changes in albumin according to time, (F) changes in protein according to time.

알부민(albumin) 수치는 모든 기간에 걸쳐 악성질환군에서 유

료법인 췌십이지장절제술은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이

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높고 장기간 만성적인 흡수 장애와 체중감소를 야기시킨다.[8,
14-17]

고

찰

영양상태는 수술 후 임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술 전 팽대부주위암(periampullary cancer) 환자의 80% 이

췌장 두부 악성 및 비악성(non-malignancy)질환의 표준 치

상이 영양불량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6,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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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대부주위 양, 악성질환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1년 뒤, 대

지만, 영양상태양호(Well-nourished)군의 비율 역시 감소되면

상자의 60% 이상이 영양불량위험 혹은 영양불량상태이며, 전

서 상대적으로 영양불량위험(At-risk of malnutrition)군의 비

체 대상자 중 30% 가량이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영양상태가

율이 증가된 것으로,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에 대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나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바

수술 전, 후 영양학적 모니터링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터씨 팽대부 질환(Ampulla of Vater disease), 췌장 두부 질환

본 연구에서는 MNA [20,21]를 이용한 영양상태 평가와 더

(Pancreas head disease), 총담관 질환(Common bile duct

불어 BMI [24]를 이용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였다. 췌장 두부

disease), 십이지장질환(Duodenal disease)을 모두 포함하는

악성질환군과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의 BMI는 군간

팽대부주위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임상현장에서 팽대부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두 군 모두 수술 전 BMI는 수술 이후

주위 질환 중, 특정 질환에 대한 영양 상태 패턴을 예측하는데

감소되며 수술 후 12개월째에도 수술 전 BMI수준으로 회복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팽대부주위 질환 중 발생 빈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팽대부주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

도가 가장 높은 췌장 두부 질환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

적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8] 이는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받은 환자의 시간에 따른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췌

췌장 외분비 기능 저하로 수술 후 장기간 흡수 장애 및 체중

장 두부 악성 및 비악성(non-malignancy)질환자의 영양상태

감소 등의 문제로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화 패턴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영양 지원을 위한 기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8,15-17]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약 46∼75%에서 췌장 외분비 기능저하

본 연구에서 수술 전 시행한 MNA 평가 결과, 전체 환자 중

가 발생하며, 수술 후 1년 뒤에도 췌장 외분비 기능은 회복되지

약 80%에서 영양불량위험(At-risk of malnutrition) 혹은 영양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5-17] 따라서 췌장 두부 악성질환

불량(Malnourished)군으로 확인되어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

뿐만 아니라 비악성(non-malignancy)질환자 역시 수술 후 장

를 보였다.[6,8] 그러나 수술 전 전체 영양불량(Malnourished)

기간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

군에서 췌장 두부 악성질환군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한다.

의 수술 전 영양상태는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에 비

삶의 질은 임상적 결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술 후 12개월 뒤에도 악성질환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삶의 질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군의 영양불량(Malnourished)군의 비율이 비악성(non-malig-

다.[25,26] 본 연구에서 영양상태양호(Well-nourished)군의

nancy)질환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zola Zalite 등

수술 전 삶의 질 점수는 약 72점으로 이는 EORTC QLQ-C30

[23]의 systemic review 논문에 따르면 진행성 췌장 선암을

을 이용하여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측정 점수인 75점

진단받은 환자의 약 80%에서 악액질이 나타났고, 대부분 심각

과 비슷하였다.[27] 그러나 영양불량(Malnourished)군의 수술

한 수준의 악액질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a Torre

전 삶의 질 점수는 약 30점으로 영양상태양호(Well-nour-

등[6]은 팽대부주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영양 위험도를 평가한

ished)군 삶의 질 점수의 절반 이하로 확인되었다. 이는 팽대부

결과 수술 전 영양불량위험군은 영양상태가 양호한 군보다 수

주위 질환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영양이 불량한 군의

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수술 전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8] 그러나 수술 이후

따라서 췌장 두부 악성질환군의 임상적 결과 및 생존율 향상을

악성질환 및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의 삶의 질은 두

위해서 수술 전부터 영양 상태를 평가하여 수술 후 장기간 집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술 후 12개월째

중적인 영양 중재가 요구된다.

에는 두 군 모두 수술 전보다 삶의 질 점수가 증가된 것으로

췌장 두부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의 영양상태 변화
를 살펴보면, 수술 전 전체 영양불량(Malnourished)군 중 비악

나타났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25,26]

성(non-malignancy)질환군이 33%를 차지했으나, 수술 후 12

생화학적 검사 중 혈중 알부민, 프리알부민은 영양상태를 평

개월 뒤에는 약 10%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악성(non-

가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된다.[28] 그러나 생화학적 검사는

malignancy)질환군의 영양상태양호(Well-nourished)군의 비

영양상태 평가에 있어 간접적인 측정 방법이므로 정확한 영양

율 역시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12개월 뒤에 약 20% 감소되는

상태 반영에는 제한적이다.[28] 본 연구에서 시행한 생화학적

경향을 보였다. 이는 수술 이후 비악성(non-malignancy)질환

검사 결과 췌장 두부 악성 및 비악성(non-malignancy)군에서

군의 영양불량(Malnourished) 유병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

혈청 프리알부민 수치를 제외한 트랜스페린, 알부민, 총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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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수술 전과 비교해 수술 후 증가하였다. 혈청 프리알부민
수치는 BMI와 더불어 수술 이후 감소하여 수술 전 상태로 회복

4.

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6]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악성질환군에서 수술 전 혈청 프리알부민과
알부민 수치는 비악성(non-malignancy)질환군보다 낮았고,

5.

특히 혈청 알부민 수치는 수술 전, 후 모든 기간에 걸쳐 악성
(non-malignancy)질환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BMI와 혈청

6.

알부민 수치는 수술 환자의 임상적 경과에 영향을 주는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29]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생화학

7.

적 검사 중 혈청 프리알부민과 알부민 수치는 췌장 두부 질환
자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데 있어 상관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8.

본 연구는 췌장 두부 질환으로 근치적 췌십이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로, 악성질환

9.

및 비악성(non-malignancy)질환으로 분류하여 질환에 따른
수술 전 및 수술 후 장기간 임상적 결과 및 영양상태 변화 패턴

10.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영양 상태
를 평가하는 데 있어 나라 혹은 지역에 따라 식습관, 음식 문화
등의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11.

또한, 췌십이지장절제술 후 장기 생존자가 증가하고 있어 1년
이상의 영양 상태 변화 확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12.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술 전 췌장 두부 질환으로 진단받은 전체 환

13.

자의 약 80%에서 영양불량위험(At-risk of malnutrition) 혹은
영양불량(Malnourished)군으로 확인되었고, 악성질환군에서

14.

는 수술 후 12개월째에 영양불량위험(At-risk of malnutrition)
과 영양불량(Malnourished) 유병율이 수술 전에 비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BMI의 경우 악성질환 및 비악성(non-ma-

15.
16.

lignancy)질환 모두 시기 별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수술 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고, 두 군 모두 수술 후 12개월째
에도 수술 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7.
18.

췌장 두부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악성과 비악성(non-malignancy)에 관계없이 수술 전 및 수술 후 장기간 영양상태 모
니터링 및 영양 중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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